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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 중에는 모든 통신 장비의 소지 및 사용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잠시라도
통신 장비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시험은 무효화되며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위 칸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파트 I을 위해
별도의 답안지가 제공되었습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에 학생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그런 다음, 에세이 책자 각 페이지의 표제 부분을 기입하십시오.
이 시험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파트의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오.
검정색이나 진한 청색 펜을 사용하여 파트 II, III A 그리고 III B의 답을 작성하십시오.
파트 I에는 50개의 선다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답안지에 지
시된 대로 기록하십시오.
파트 II에는 주제를 다루는 한 개의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에세이 책자의 1페이지부터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은 여러 개의 문서에 기반을 둡니다:
파트 III A에는 이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이 파트를 하게 될
때, 이 부분의 첫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각 문서는 하나 이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각 문제의 답은 시험 책자 안의
문제 아래에 있는 칸에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 B에는 주어진 문서들을 바탕으로 하는 한 개의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에세이 책자의 7페이지부터 기록하십시오.
시험을 마친 후, 답안지 맨 끝에 인쇄된 진술문에 서명함으로써 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문제나 답에 대한 불법적인 지식이 없었으며 시험을 치르는 동안 어떤
문제에 답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주거나 받지 않았음을 표시하십시오. 이
진술문에 서명하지 않은 학생의 답안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시험 책자를 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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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
이 파트의 모든 문제에 답하십시오.

지시사항 (1–50): 각 문제에 가장 적절한 답의 번호를 별도의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1 영국이 북아메리카에 첫 번째 정착지를
정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지리적
요인은?
(1) 대서양 해안가에 위치한 강들
(2) 중서부의 평평한 토지의 가용성
(3) 걸프 해안가의 온난한 기후
(4) 중부 식민지들 전반에 위치한 숲들

5 다음 중 연맹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에
대한 비평가들이 연맹 규약에 대해 주장했던
바는?
(1) 주들에게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했다
(2) 국가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징집을 이용했다
(3) 강력한 연방 법원 체계를 제공했다
(4) 주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었다

2 마그나 카르타와 영국의 권리 장전이 미국
헌법의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1)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참정권을 제공했기
때문
(2) 정부의 권한을 제한했기 때문
(3) 노예 제도 폐지를 요구했기 때문
(4) 연방제의 성장을 지지했기 때문

6 “...조항 6. 앞에서 언급된 지역에 노예 제도와
강제 노역은 있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범법 행위를 한 당사자는 지체 없이
기소된다. 언제든지 기존의 주들 중의 어느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이나 봉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위의 지역으로 도망할 경우, 그를
반환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며, 그러므로
도망자에게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노동이나
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3 다음 중 미국 독립 선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1) 식민지들과 영국의 재통합 제안
(2) 영국 왕에 대한 불만 진술
(3) 식민지들과 스페인 간의 조약 요청
(4) 서부 영토들의 조직화를 위한 계획

— Northwest Ordinance, 1787

다음 중 북서부 영지법의 이 발췌문을 바탕으로
할 때 타당한 결론은?
(1) 노예 제도 문제는 남북 전쟁 이전에는 주로
무시되었다.
(2) 노예 제도 폐지론자들은 헌법 제정 회의의
통제권을 획득했다.
(3) 노예 제도는 북서 영토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4) 노예들은 헌법상으로 보호되는 시민권을
가졌다.

4 다음 중 초기 미국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올바르게 보여주는 것은?
(1) 조지 워싱턴의 취임 → 인지 조례의 통과
→ 사라토가 전투 → 프렌치 인디언 전쟁
(2) 사라토가 전투 → 프렌치 인디언 전쟁 →
인지 조례의 통과 → 조지 워싱턴의 취임
(3) 프렌치 인디언 전쟁 → 인지 조례의 통과
→ 사라토가 전투 → 조지 워싱턴의 취임
(4) 인지 조례의 통과 → 프렌치 인디언 전쟁 →
조지 워싱턴의 취임 → 사라토가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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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타협(Great Compromise)은 헌법 제정 회의
(1787년)에 참가했던 대표자들로 하여금 다음
중 어느 것을 할 수 있게 했습니까?
(1) 영토 내에서 국민 주권의 원칙 확립함
(2) 국가가 침입을 당했을 때 의회가 독점적으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3) 적은 인구를 가진 주와 많은 인구를 가진
주의 이익을 보호함
(4) 대통령을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는 간접
선거를 제공함

[2]

14 다음 중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판결(1857년)
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
으로 혜택을 받은 그룹은?
(1) 노예 폐지론자들
(3) 노예 소유주들
(2) 이민자들
(4) 노예들

8 다음 중 불문 헌법 사용의 예가 되는 대통령의
조치는?
(1)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서명
(2) 내각 회의 소집
(3) 해군에게 페르시아 만 순찰을 명령
(4) 연방 법원 판사 임명

15 다음 중 아래의 개요를 가장 잘 완성시키는
표제는?

9 미국 헌법에 신축 조항이 있다는 것의 주요
이점은?
(1) 신축 조항은 정부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줌
(2) 신축 조항은 소수 인종들의 권리를 보호함
(3) 신축 조항은 정부의 한 부처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함
(4) 신축 조항은 우편 서비스를 설림함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1849년)
B. 자영 농지법(1862년)
C. 대륙 횡단 철도 완공 (1869년)
(1)
(2)
(3)
(4)

10 알렉산더 해밀턴의 재정 계획이 1790년대
미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은?
(1)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
(2) 높은 관세가 해외 무역을 증가시켰다.
(3) 재무 정책이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4) 새로 건립된 미국 중앙 은행은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서부로의 정착을 장려한 요인들
정부가 후원한 운송 프로그램들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지권 인정
천연 자원 보존 장려 활동들

16번 문제는 법정 기록에서 발췌한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미스 앤서니: 재판을 받기 위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에 불려왔을 때, 저는 헌법과 최근
수정 헌법에 대한 넓고 자유로운 해석을
기대했습니다. 즉, 모든 미국인들을 그 보호막
[방패] 안에서 보호해야 함을 뜻하고, 국가가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나 혹은
귀화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의 평등을 선언하여
국가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뜻한다는 해석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얻는 것에
실패하고--심지어 내 주위 사람이 아닌 배심원
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 조차도 허락되지 않았
고--. 저는 관대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오
히려 법대로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11 다음 중 루이지애나 영토 구매(1803년)의
한 가지 결과는?
(1)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캘리포니아를
인수했다.
(2) 미국이 뉴올리언스 항구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했다.
(3) 미국이 영국령 캐나다와의 국경 분쟁을
종식시켰다.
(4) 미국이 플로리다를 합병했다.
12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1803년)의 판결이
중요했던 이유는?
(1) 이 판결로 인해 대법원은 주 법원에 대해
제한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2) 이 판결로 인해 대법원은 대법원 구성원들을
선택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3) 이 판 결 로 인 해 대 법 원 은 연 방 법 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4) 이 판결로 인해 대법원은 대통령과 기타
정부 관료를 탄핵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United States v. Susan B. Anthony, 1873

16 이 글에서 언급된 헌법 개정안들은 다음 중
어떤 목적으로 비준되었습니까?
(1) 노예 수입을 종식시키기 위해
(2) 연방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3) 전국적 금주법을 제정하기 위해
(4)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법적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13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헌법 논쟁은 주들의 어떤 권리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1) 관세를 통제하는 권리
(2) 외국과의 협정에 서명하는 권리
(3) 의회의 관할구를 변경하는 권리
(4)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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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21 추문 폭로자라는 용어는 1900 대 초에 어떤
작가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까?
(1) 정부 규제의 제한을 지원한 작가들
(2) 미국 사회의 병폐를 노출했던 작가들
(3) 미국이 모든 이민을 금지하기를 원했던
작가들
(4) 인종 차별 폐지를 홍보했던 작가들

17 다음 중 1877년 재건 시대가 끝난 직후 남부에서
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
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대법원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꾸준히 지원했다.
(2)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해 인두세와
읽기 쓰기 능력 검사가 폐지되었다.
(3)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관료로 선출되었다.
(4)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더 많은 차별과
분리를 받았다.

22 1900년대 초에 미국이 문호 개방 정책을
제안했던 의도는?
(1) 태평양에 새로운 식민지들을 획득하기 위해
(2) 파나마 운하 건설을 위한 지원을 얻기 위해
(3)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4) 중국 시장으로의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18 자유 방임 주의 경제학 이론이 1800년대 말기
동안 사용되었던 의도는?
(1) 통제되지 않은 경제 성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2) 더 많은 소비자 보호를 요구하기 위해
(3) 진보주의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4) 수익의 균일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23 다음 중 아래의 개요를 가장 잘 완성시키는
표제는?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있을
수 없다
B. 미국 외의 영토를 방어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C. 미국의 전통적인 비 관여 정책

19번과 20번 문제는 아래 화자의 진술과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화자 A: 정부의 부패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시민들로 하여금 입법 과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자 B: 신탁과 독점을 없애면 비지니스 경쟁이
증가될 것입니다.
화자 C: 연방 정부의 중대한 목표는 우리의 천연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화자 D: 여성에게 완전한 투표권이 허용될
때에야 정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1)
(2)
(3)
(4)

24 1913년 연방 준비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은?
(1) 의회에게 이자율 결정 권한을 주기 위해
(2) 국가의 화폐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3) 정부가 국가의 은행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4) 화폐 발행 책임을 인수하기 위해

19 다음 중 주민 발의 제도, 국민 투표, 주민
소환이라는 정치적 개념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화자의 의견은?
(1) A
(3) C
(2) B
(4) D
20 다음 중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 임기
(1901 –1909년 ) 동 안 취 했 던 조 치 들 을
반영하는 관점을 가진 두 화자는?
(1) A와 B
(3) C와 D
(2) B와 C
(4) D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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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 이민 정책
해외 확장의 이유
스페인-미국 전쟁의 원인
제국주의 반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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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과 26번 문제는 아래의 지도와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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ᆖᅧ: Gary B. Nash, American Odyssey: The United States in The Twentieth Century, Glencoe, 1994 (੭ႜን)

25 다음 중 이 지도의 정보가 가장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미국의 노동 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1) 연방 정부는 노동 조합 활동을 지원하였다.
(2) 노동 조합에 의한 파업은 종종 정부의 조치에 의해 억압되었다.
(3) 노동 조합의 회원 자격은 광산 노동자들에게만 허용되었다.
(4) 주 정부들은 노동 분쟁 중재를 제안하였다.
26 다음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중재하여 파업을 끝낸 첫 번째 노동
파업은 어느 것입니까?
(1) 1886년 헤이마켓 사건
(3) 1902년 무연탄 파업
(2) 1894년 풀먼 파업
(4) 1912년 직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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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29번 문제는 아래의 차트와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27번 문제는 아래의 포스터와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
미국 정부의 채권을
구입하십시오 1917년
제2회 자유 채권

공황기 실업 통계

ⱺⰊ#ㄮቶⰮ#

⃢#ⱺⰊⱂ#㆕#ჺᣃⰮ#
ጚ⪟㩂⟗⟆⬎

ቖⱯ㩂⟗⟆⬎

侵⃦ⱂ/#⃦⪺#ⱂ㩆/#⃦Ⱞ##
⯮㩆#⳿≪#⺪ቖ▫⪺☆#
ⱞ#♶ὢᤂ⺪#⨴Ⱞ#ᅭⱯឲ៎侶#

ᆖᅧ: Library of Congress

27 미국 정부가 이 제1차 세계대전 포스터들을
발행한 것은 미국인들에게 무엇을 장려하기
위함이었습니까?
(1) 군인 모병 증가시키기
(2) 소비품 사용을 줄이기
(3) 전쟁 준비에 투자하기
(4) 군대를 위해 희귀 자원들을 보존하기
28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적색 공포(Red Scare),
할당법의 통과 및 큐 클럭스 클랜의 성장 간의
유사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비미국인이라고 간주된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했다
(2)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장려했다
(3) 참정권 운동의 목표를 지원했다
(4) 아 프 리 카 계 미 국 인 에 대 한 편 견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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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실업자
수

민간인 노동력
퍼센트

1929

1,550,000

3.2

1930

4,340,000

8.9

1931

8,020,000

16.3

1932

12,060,000

24.1

1933

12,830,000

25.2

1934

11,340,000

22.0

1935

10,610,000

20.3

1936

9,030,000

17.0

1937

7,700,000

14.3

1938

10,390,000

19.1

1939

9,480,000

17.2

1940

8,120,000

14.6

1941

5,560,000

9.9

1942

2,660,000

4.7

1943

1,070,000

1.9

1944

670,000

1.2

1945

1,040,000

1.9

출처: U.S. Bureau of the Census

29 다음 중 위 차트의 정보에 의해 가장 명백히
뒷받침되는 결론은?
(1)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취업
기회를 늘렸다.
(2) 미국의 실업률이 1938년 최고조에 달했다.
(3)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실업 위기를 다루는 데 실패했다.
(4) 제2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의 높은 실업률을
종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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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휴이 롱 상원의원, 프랜시스 타운센드 박사,
그리고 찰스 커플린 신부는 무엇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까?
(1)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내각
구성원들
(2)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대한 거리낌 없는 비평가들
(3)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1940년
재선 운동의 지지자들
(4)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대법원 구성원들

51 + 0 

M r . B. A. McElroy
4 1 4 G u f fe y S t .
F a i r mo n t
We s t V a .

7ⅲ⻢#Ɱጚ#⨲ᤓឲ៎$
출처: The Authentic History Center (개정판)

34 다음 중 이 엽서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채택된 헌법 수정 조안은?
(1) 누진 소득세
(2) 미 상원 의원의 직접 선출
(3) 대통령 선거의 인두세 폐지
(4) 대통령의 임기 년수 제한

32 “무 배달 현금 판매(cash and carry)” 정책과
무기 대여법은 미국에 의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까?
(1)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 연맹의 노력에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해
(2) 영국이 독일에 대해 유화 정책을 취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3) 영국과 프랑스와의 조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4)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국들을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지원하기 위해

35 코레마츠 대 미국 판결(1944년)에 있어서,
대법원이 일본계 미국인을 서해안으로부터
강제 퇴거시키는 군령을 옹호했던 근거는?
(1) 그 조치가 국가 안보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2) 그 조치가 경제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3) 그 조 치 가 일 본 으 로 부 터 의 이 민 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4) 그 조치가 반 일본 히스테리로부터 일본계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33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 12월
7일을 “치욕의 날로서 기억이 될 것”이라고로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그 날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기 때문
(2) 그 날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기 때문
(3) 그 날에 이탈리아가 미국에 대해 선전
포고를 했기 때문
(4) 그 날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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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문제는 아래의 엽서와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30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써 증권 거래 위원회
(SEC)와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가 설립된
목적은?
(1) 주식 가격의 빠른 회복을 위해
(2) 사업체들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원하기
위해
(3) 개 인 투 자 가 들 을 주 식 사 기 나 은 행
도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4) 은행이나 회사들로 하여금 주식 시장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7]

[다음 장]

38번과 39번 문제는 아래의 인용문과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36번과 37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드디어 그가 요령을 터득했군.”

... 우리는 우리가 첫 번째 혁명의 후계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적들에게도 다같이 우리의 신세대—이 나라에
태어나서 전쟁에 의해 단련되었고, 어렵고
혹독한 평화에 의해 단련되었으며, 우리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나라가 항상
지키려고 해왔고 지금 이 나라 및 전세계에
걸쳐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서서히 없애려는 일을 묵과하거나 허락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새로운 세대—로 횃불이
넘겨졌다는 말이 지금 이 시간 이곳으로부터
멀리 퍼져나가게 합시다....
집단적인 불행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 애쓰는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오두막집들과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줄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 한 자유로운 사회가
많은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몇 안되는 부유한 사람들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출처: Dorman Smith, Phoenix Gazette, 1949 (개정판)

36 다음 중 이 삽화의 주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1) 미국의 납세자들은 마샬 안이 유럽의
경제를 빠르게 안정화시킬 것을 기대한다.
(2) 마샬 안이 유럽의 경제 회복을 제한할
것이다.
(3) 유럽은 마샬 안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4) 마샬 안은 미국의 납세자들을 도산시킬
것이다.

— President John F. Kennedy, Inaugural Address,
January 20, 1961

38 이 인용문에 따르면, 케네디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것은?
(1) 세계 문제에 있어서의 미국의 지도력 주장
(2) 중립 정책을 따름
(3)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유화 정책을 채택
(4) 고립 정책을 포기

37 미국이 이 삽화에 나와 있는 행동을 취한 주된
목적은?
(1)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재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3) 서유럽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4) 소련의 위성 국가들로 하여금 소련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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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이 인용문에서 묘사된 인류의 고통을
없애고자 케네디 대통령이 취했던 외국 정책
조치는?
(1) 평화 봉사단 창설
(2) 쿠바의 해상 봉쇄 승인
(3) 비엔나에서 소련의 니키타 흐루시초프
수상을 만남
(4) 핵무기 실험 금지 조약 협상

[8]

43번 문제는 아래의 포스터와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40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건설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1) 외국 원조 확대
(2) 빈곤 퇴치
(3) 베트남전 승리
(4) 우주 탐험 촉진

㸀# • ⡕
#•


⤄

ᜟ


41번 문제는 아래의 신문 표제과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치유'의 시간을 요청함,
포드가 오늘 취임할 것임
출처: New York Times, August 9, 1974

41 다음 중 이 표제들에 의해 가장 명확하게
구사된 헌법 조항은?
(1) 대통령의 권한
(2)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
(3) 대통령직 승계
(4) 상원의 권고와 동의

⛑㔾ⴂ#㱠ᠺ#⌳Ἔⶃᡐ
출처: Library of Congress, 1978

42 “... 소련이 자유와 평화를 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님, 귀하가 평화를 원하고,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바라고, 자유화를
원하신다면, 이 문으로 오십시오! 고르바초프
서기장 님, 이 문을 여십시오! 고르바초프
서기장 님,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십시오! ...”

43 이 포스터에서 요청한 불매운동의 결과
한 가지는?
(1) 상추와 포도의 판매가 증가되었다.
(2) 노동자들에 대한 대농장 소유주의 권한이
커졌다.
(3) 서부에 있는 농장에서의 폭력을 진압하기
위해 연방군이 파견되었다.
(4) 농장 노동자들의 목표에 대한 대중의
지원이 증가하였다.

— President Ronald Reagan, June 12, 1987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무엇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까?
(1) 핵무기 경쟁
(2)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3) 독일 베를린의 분단
(4) 바르샤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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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44번과 45번 문제는 아래의 그래프와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세계 주요 일차 에너지 소비국, 2005년(천조 Btu 기준)
ු
თ
གྷྤ
ၩม
ၨ
ెၩ
ᇅఋ
ይ೩༺

๐ೡჲ

100.69
67.09
30.29
22.57
16.21
14.51
14.31
11.43
10.02
9.33

세계 주요 일차 #에너지 생산국, 2005년(천조 Btu 기준)
ු
თ
གྷྤ
ຫဨಀྤೡ๗ྤ
ᇅఋ
ၦೣ
ၨ
ጭ
ி്်ၦ
ඉགྷᇬ

69.64
63.23
52.72
25.51
19.09
13.01
11.73
11.23
10.66
10.26
ᆖᅧ" International Energy Annual 2005,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nergy (੭ႜን)

44 다음 중 이 그래프들의 정보에 의해 가장 잘 뒷받침되는 결론은?
(1) 대부분의 나라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기 보다는 생산한다.
(2)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가장 커다란 에너지 생산국들이다.
(3)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국들이다.
(4) 미국은 에너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다.
45 이 그래프들에서 보이는 상황의 결과 한 가지는?
(1) 미국은 외교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에너지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2) 미국은 주로 유럽의 나라들에게 에너지를 의존한다.
(3) 미국은 석유와 철강 생산에 있어서 전세계에서 앞서있다.
(4) 미국은 과잉 에너지를 위한 시장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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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출처: Jim Morin, Miami Herald, in New York Times, September 10, 1989

46 다음 중 이 삽화의 주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1) 연이은 대통령들이 불법 마약 사용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2) 이 대통령들은 마약과의 전쟁에 성공했다.
(3) 마약과의 전쟁은 이 대통령들의 주요 국내 문제였다.
(4) 많은 대통령들이 불법 마약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안했다.
47 존 피터 쟁거 재판(1734년 –1735년)과 미국 국
무성 비밀보고서(1971년)에 대한 논란의 중점
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 무기 소지 권리
(3) 언론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9 1876년 헤이즈-틸든 선거와 2000년 부시-고어
선거의 유사점 한 가지는?
(1) 각 선거의 승자는 주 입법부에 의해
선출되었다
(2) 각 선거의 승자는 대다수의 유권자 투표를
받지 못하고 선출되었다
(3) 각 선 거 의 승 자 는 제 3당 의 후 보 가
지원하였다
(4) 각 선거의 승자는 미국 대법원에 의해
선출되었다

48 “세네카 폴에서 집회를 열다”
“19번째 수정안이 비준되다”
“베티 프리단이 전미 여성 기구를 조직하다”

50 • 시오도어 루즈벨트가 포츠머스 조약의
채택을 중재한다.
• 리처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다.
• 빌 클린턴이 북아일랜드의 평화 협정을
지원한다.

다음 중 이 표제들이 가장 잘 나타내는 미국의
여성들에 관한 서술은?
(1)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식민지
시대부터 변하지 않았다.
(2) 여성의 권리에 대한 투쟁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3) 오늘날 여성의 급여는 남성의 급여와
동등하다.
(4) 여성 권리 운동은 지도력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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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들은 대통령들의 어떤 역할의 예입니까?
(1) 수석 외교관
(2) 정당의 총수
(3) 수석 입법자
(4) 최고 사령관
[11]

[다음 장]

이 에세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별도의 에세이 책자에 작성하십시오.
파트 II
주제형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과 아래의 과제를 다루는 여러 개의 문단 및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주제: 정부(의회 입법)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의회는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들은 종종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과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 두 가지를 선택하고 각 선택에 대하여
• 그 법을 통과하게 만든 역사적인 상황들을 논하십시오
• 그 법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들을 논하십시오

미국 역사 공부를 통하여 배운, 중요한 문제를 다룬 어떠한 연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 볼 만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법들이 있습니다.
수출입 금지법(1807년)
인디언 이주법(1830년)
캔자스-네브래스카 법(1854년)
연방 주 간 통상법 (1887년)

순정
사회
제대
미국

식품 및 의약품 법(1906년)
보장법(1935년)
군인 원호/재적응법(1944년)
장애인법 (1990년)

사용할 수 있는 법은 위의 제안된 사항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십시오.
지침 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관련 사실과 사례 및 상세한 정보로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답안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구성하고, 주제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 이상의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십시오
파트 II의 답을 전개할 때, 반드시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염두에 두십시오.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
도 자세하게 진술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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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트 III의 답을 전개할 때, 반드시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염두에 두십시오.
(a) 묘사하십시오란 “무엇에 관해 글로 설명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b)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도
자세하게 진술한다”는 의미입니다
파트 III
문서에 기초한 문제
이 문제는 주어진 문서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제는 역사적 문서를 처리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고안되었습니다. 문서들의 일부 내용은 이 문제의 목적에 맞도록 편집되었습니다.
문서들을 분석할 때 각 문서의 출처와 문서에 나타난 관점을 참작하십시오.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인들은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1950년대의 주요 사건들은 그러한 미국인들의 기대에 도전하였고, 1960년대
와 그 이후로 미국의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건들로는 한국 전쟁, 몽고메리 버스 승차거부 운동 및 스푸트니크 발사
등이 있다.
과제: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미국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파트 A의 각
문서 아래에 있는 문제들에 답하십시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파트 B의
다음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에서 언급된 1950년대의 사건들 중 두 가지를 선택하고 각
선택에 대하여
• 그 사건을 둘러싼 역사적인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그 사건이 미국 및/또는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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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파트 A
단답형 문제
지시사항: 문서를 분석하고, 각 문서 아래에 있는 단답형 문제의 답을 주어진 칸에 쓰십시오.

문서 1
한국[남한]에서 국경 침입을 막고 국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무장되었던 정부군이
북한군으로부터 침입을 받았습니다. 유엔의 안전 보장 이사회는 침입하는 북한군에게
즉각 전투를 멈추고 38선 너머로 후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군은 공격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에게 이 결의 사항의 실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도움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 본인은 미국의 공군과 해군에게 한국의
정부군들에게 엄호와 지원을 해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출처: President Harry Truman, Statement on the Situation in Korea, June 27, 1950

1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따르면, 그가 1950년에 미국 군대가 남한 정부군을 지원하도록 명령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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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a

문서 2b
…한국에서 국제적인 분쟁이 시작된 지
채 일 년이 지나지 않아 미국의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의 수는 두 배가 넘게 증가하여
3백 2십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육군
사단은 열 개에서 열여덟 개가 되었고, 공군은
마흔두 개에서 일흔두 개의 편대를 가지게
되었고, 해군의 배는 600척에서 1,000척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점의 군비
증강 속도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당시 세웠던 기록을 초과했습니다.
중앙 정보국(CIA)의 관료 역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49년 중앙 정보국의 정책
협력부는 그 사무실에 302명의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 수는 1952년까지 약 6,000에
달했습니다. 해외의 CIA 지부는 1951년
일곱 개에서 1953년 초에는 사십칠 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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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even Hugh Lee, The Korean War,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1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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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rea: Three Years of War,” Time,
June 29, 1953 (개정판)

2 이 문서들에 의하면, 한국 전쟁이 미국에 미친 영향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2]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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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문서 3
... 군대 내의 인종 차별에 대한 흑인 병사들의 항의로 인하여 이를 조사하기 위해 NAACP
[유색 인종 지위 향상 협회]가 시민 권리 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서굿 마셜을 1951년 초
한국으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셜은 24 보병 연대가 다른 연대에 비하여 많은 수의
군법 회의를 받았고 내려진[행해진] 처벌이 흑인이 아닌 병사보다 흑인 병사에게 훨씬 더
가혹했음을 알아냈습니다. ‘즉결 재판: 한국의 흑인 병사’라는 이름의 그의 보고서에서,
마셜은 제도화된 차별 정책이 한국 내의 흑인 병사들에 대한 대부분의 불공평한 대우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전쟁은, 주저했던 육군에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시행령 9981의 정책
권고를 급기야 실행하기 시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위기를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 초기에 주장되었던[거론되었던] 정책들이 이제는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군대
내의 인종 차별 폐지가 인종 차별을 아주 없애지는 못했지만,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평등으로의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사들의 경험은 확대되는 인종 평등을 위한 미국 내의 운동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며
또한 이에 도움을 준 것이 되었습니다....
출처: Steven Hugh Lee, The Korean War,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1

3a Steven Hugh Lee에 따르면, 서굿 마셜이 한국에서의 흑인 병사에 대한 대우에 관해 알아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b Steven Hugh Lee에 따르면, 한국 전쟁이 미국에 미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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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
이네즈 제시 베스킨이 1955년 겨울에 시작된 버스 승차거부 운동 이전,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의
버스 시스템을 이용했던 그녀의 경험을 이야기 합니다.
... 저는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우리의 버스 시스템은 사실상 모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백인과 흑인 승객 자리를 나누는 분명한 경계선은
없었습니다. 대개 그것은 버스 운전기사의 재량에 맡겨졌고, 운전기사나 시간에 따라
달랐지만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백인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비록 백인 한 사람이 기다란 자리 전체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흑인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섯 시경에 친구 엄마로부터
덱스터 애비뉴 교회로 가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로사 파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NAACP 회원이었을 때 로사 파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걸어다니는 천사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아주 화가 나게 만드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녀는 그저 천사같은 미소를
짓고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몇몇 사람이 그 교회의 지하실에
모여 있었고, 이미 지역 버스 시스템에 대해 승차거부 하는 것과 이에 관한 전단지를
뿌리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Jennings and Brewster, The Century, Doubleday, 1998

4 이네즈 제시 베스킨에 따르면, 흑인들이 몽고메리의 버스 시스템에 불만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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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문서 5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있었던 버스 승차거부 운동 기간 동안, 많은 흑인 거주자들은 출근을
위해 카풀을 이용했습니다.

출처: Clayborne Carson et al., Civil Rights Chronicle: The African-American Struggle for Freedom,
Publications International

문서 5b
... 시카고 내셔널 시티 운수회사의 종속 회사였던 몽고메리 시티 운수회사의 관료들은
승차거부 운동이 회사의 재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요금을 —10센트에서 15센트로— 50퍼센트 인상하고 버스
운행을 단축한 것이 사업적인 손실을 어느 정도 줄여주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 시작된 승차거부 운동 이전에는 대략 65퍼센트의 버스 노선의 승객이
흑인들[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였습니다. 그 후 75퍼센트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 흑
인 승객들이 버스를 더이상 타지 않았습니다.
군대식으로 정확하게 운영되는 카풀이 흑인들 출퇴근을 돕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흑인
택시들의 영업은 매우 번창했습니다. 경찰국장 클라이드 셀러스는 많은 흑인들이 버스를
탈 경우 해를 입을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불평했다고 말합니다....
27세의 침례교 목사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이끄는 흑인 지도자들은 “선착순”
원칙을 주장했는데, 이는 모든 좌석이 다 찰 때까지 흑인들은 뒷자리로부터, 그리고 백인
승객들은 앞자리로부터 앉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분리선은 운전기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버스 회사의 관료들은 이 “선착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출처: Montgomery Advertiser, February 19, 1956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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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문서들에 의하면, 몽고메리 버스 승차거부 운동이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 미친 영향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2]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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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문서 6a
... 남부 백인들—그리고 많은 북부인들—에 의해 오랫동안 지켜졌던 관념, 즉 남부의
흑인들은 (무지에 의해서든 혹은 위협에 의해서든 혹은 현실을 빨리 알아차려서 그랬던
간에) 현재의 방식에 만족하고 또 오직 몇 명의 선동가들만이 차별 정책에 반대한다는
관념은 대중의 행진이나 데모, 그리고 모임을 통해 없어졌다. 몽고메리는 이를 보여주는
첫 번째 징후였으며, 남부 전역에 걸쳐 흑인들이 그들의 오래된 침묵을 끝내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확연해졌다....
연좌농성(sit-ins)은 남부 백인들과 남부 백인들의 마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제거
할 수 없는 편견의 병균이 있다고 믿는 북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처음으로 간이 식당에서 차별이 폐지되었을 때에 세상의 종말이 오지는 않았다. 백인과
흑인들이 공중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었고, 이는 폭력적인 반발이나 백인들의 물러남이
없고도 이루어졌다. 남부의 백인들은 이 새로운 방식이 받아들여지고 확립되어지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새로운 것에 적응할 것이다. 점심 간이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려 하는 사람들은 식당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젊은 흑인들이 보일지라도,
그들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보다는 자신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없애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윈스턴 살렘에서 차별 정책이 없어진 지 두 달이 지났을
때, 한 큰 가게의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다. “마치 차별 정책이 없어진 지 오십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출처: Howard Zinn, SNCC: The New Abolitionists, Beacon Press

문서 6b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에 위치한 울워스 점심 간이 식당 안의 대학생들.

출처: Greensboro Record, February 2, 1960

6 이 문서들에 의하면, 몽고메리 버스 승차거부 운동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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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
니키타 세르게예비치 흐루시초프[소련 지도자]는 무언가로 미국을 이기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매장시킬 것이라고
장담했으며, 후에 그는 공산주의가 더 부유해지고 생산성이 더 높아져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오십 년? 백 년? 그는 당장 무언가가 필요했다. 한편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그에게 영공 개방을 간곡히 요청했던 제네바 회담에서 돌아온
1955년 여름 무렵, 흐루시초프의 몇몇 과학 자문 위원들은 그에게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는
일 한 가지를 보고했다.
그 자문 위원들은 미국 과학 잡지들을 읽는 도중에 미국이 1958년 국제 지구 물리의
해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공 위성을 궤도 위에 쏘아올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음을
알아내었다. 궤도를 도는 위성은 분명히 군사적인 가능성이 있었으나, 어리석은 미국인들은
이것을 군사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그들은 위성이 평화적이고 과학적
으로 이용되기를 바랐다. 소련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로켓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이길 수 있다고 흐루시초프에게 말했다.
소련의 수소 폭탄은 매우 거대하였고, 1955년에 공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이 수소 폭탄을
오천 마일 정도 쏘아보낼 수 있을 만큼의 매우 강력한 액체 연료 로켓의 설계를 하고
있었다. 소련의 과학자들은 이 로켓을 수소 폭탄을 쏘는 데에 사용하기 전에 약간의 수정만
더한다면 이것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흐루시초프는 워싱턴에
있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가능성—즉, 세기의 선전적 대성공을 이룰 기회를 엿보았다.
스푸트니크(“동지 여행자”)라고 이름 붙여진 소련의 인공위성은 이렇게 의욕적인 “허락!”
[승인!]을 받아내었다....
출처: Geoffrey Perret, Eisenhower, Random House, 1999 (개정판)

7 Geoffrey Perret에 따르면, 소련이 인공위성을 지구주위 궤도로 쏘아올리는 데 관심이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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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문서 8
스푸트니크 발사 후 채 일 년도 되지 않은 1958년 9월 2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방
교육법(NDEA)에 서명했습니다.
... 1958년에서 1968년 사이, 국방 교육법(NDEA) 역시 150만 명의 일반 대학생들에게
대출금을 제공했다--이는 일 년에 15,000명의 박사들을 배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지원 기금이었다. NDEA는 4년에 걸쳐 과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억 달러를 할당하였다. 과학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은 1964
년까지 해마다 21에서 33퍼센트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5년 동안 과학 관련 연구와
교육에 대한 지출이 세 배로 늘어나게 된 것을 의미했다. 주 정부들은 학교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돈의 절반을 중앙 정부로부터 받았으며, 수천 명의 교사들이
NDEA가 후원하는 썸머 스쿨에 보내졌고, 국립 과학 재단은 오십세 개 이상의 교육 과정
개발 프로젝트를 후원했다. 1969년 달에 착륙했을 때까지, NDEA 단독으로 미국의
교육에 3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출처: Paul Dickson, Sputnik: The Shock of the Century, Walker Publishing Company, 2001

8 Paul Dickson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발사가 미국의 교육에 미친 영향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2]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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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
...첫 번째로, 본인은 우리나라가 십 년이 지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다시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장거리
우주 탐사에 있어서 이 시대의 그 어떠한 우주 프로젝트도 인류에게 더 감동적이거나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며,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어렵고 값비싼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적합한 달 우주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우수한 대체 액체 및 고체 연료 분사 장치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목적, 즉 이
위험천만한 비행을 처음으로 도전한 사람이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타 엔진 개발과 무인 우주선을 위한 추가 자금을 제안합니다. 실질적으로, 달에
가는 것은 비단 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만약 우리가 모두 동의하여 이 결정을 내린다면,
달에 가는 것은 국가 전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가 그 한 명을 달에
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추가 비용 5천만 달러는, 전세계적인 통신을 위하여 우주 위성의 사용을
앞당김으로써, 우리의 현재 리더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추가 비용 7천5백만 달러—그 중 5천 3백만 달러는 기상국을 위한 것—는 전세계적인
기상 관측을 위한 위성 체계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줄 것입니다....
출처: President John F. Kennedy, Special Message to Congress, May 25, 1961

9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이 우주 프로젝트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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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파트 B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과 여러 개의 문단 및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최소한
네개의 문서에서 근거를 찾아 에세이에 사용하십시오. 관련 사실과 사례 및 자세한 정보로
자신의 답안을 뒷받침하십시오. 관련 있는 다른 출처의 정보도 추가로 포함하십시오.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인들은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1950년대의 주요 사건들은 그러한 미국인들의 기대에 도전했고, 1960년대와
그 이후로 미국의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
건들로는 한국 전쟁, 몽고메리 버스 승차거부 운동 및 스푸트니크 발사 등이
있다.
과제: 앞의 문서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미국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역사적 배경에서 언급된 1950년대의 사건들 중 두 가지를 선택하고 각
선택에 대하여
• 그 사건을 둘러싼 역사적인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그 사건이 미국 및/또는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논하십시오

지침 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최소한 네 개의 문서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 관련 있는 외부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 관련 사실과 사례 및 상세한 정보로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답안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구성하고, 주제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 이상의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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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용지에 인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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